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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90년대부터 워게임 모의모델을 활용하여 군단 전투지휘훈련, 전구 연합지휘소연습, 사·군단
작전계획 검증을 하였으며, 현재는 차세대 워게임 모의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단계에 있
다. 워게임 모의모델의 객체인 가상군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나, 규칙기반
시스템을 적용한 반자동화군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된 수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게이머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차세대 육군 워게임모델의 대항군 기동부대를 완전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워게임이란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실제 또는 가
상의 군사작전 상황을 묘사하도록 고안된 규칙, 제
원 및 절차를 사용하여 두 개 이상의 군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모의 군사작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
에서 규칙이란 게임이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 고안한 각종 약속이며, 제원은 편성기
술 및 군수제원표와 무기제원표, 무기효과지수, 워게
임제원표 등이고, 절차는 모의작전을 효과적이고 능
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규정철이나 실시 순서 등을
말한다[1]. 워게임의 목적은 실제 전쟁 대신 모의로
전쟁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
한 예산과 병력 및 장비의 손실 없이 지휘관에게 전
쟁을 경험·체득하게 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각종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 및 무기체계의
운용, 작전계획 검증, 작전요원들의 작전수행능력 향
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육군은 1990년대부터 워게임 모의모델을 활용하
여 사·군단 전투지휘훈련,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사·군단 작전계획 모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차세대 워게임 모의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검
토단계에 있다. 또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전투지휘
훈련, 작전계획 모의분석과 관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부 영역에서 결과는 인간을
능가한다. 인공지능 분야 중 머신러닝이 가장 주목받
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머신러닝 중 인간의 인식 패턴을 모방하여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대항군 기동부대를 완전자동군으
로 구현하기 위해 게이머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
군단 전투지휘훈련,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사·군단
작전계획 모의분석 간 게이머들이 입력한 기동부대
들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저장하고
학습데이터를 DNN(Deep Neural Network)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
상군 관련 기존 연구와 딥러닝에 대해 고찰하며,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와 연구 진행순서,
연구 범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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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가상군(Computer Generated Force, CGF)

1995년 美 국방성은 Modelling and Simulation
Master Plan에서 CGF를 “인간 행위를 묘사하며 인
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행동을 취하는 컴퓨터상의
개체(Entity)”라고 정의하였다[4]. 워게임 모의모델에
인간행위와 부대 집단논리를 표현하는 가상객체 즉,
가상군은 게이머의 개입 여부 및 자율지능의 정도에
따라 반자동화군(Semi Automated Force, SAF)과
완전자동화군(Fully Automated Force, FAF)으로 구
분한다. SAF와 FAF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
는 것은 아니지만 Zach Furness는 인공지능 분야의
튜링테스트와 같이 훈련참가자가 CGF 개체에 대해서
인간 조작자인지 CGF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경우
FAF로 분류하는 나름의 국방 M&S 분야의 튜링테
스트를 제시한 바 있다[5]. 완전자동화군에 대한 필
요성은 오래전부터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야에
서 제기되어왔으나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나 규칙기반시스템(Rule-based system)을
적용한 반자동화군을 일부 구현하여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다. 규칙기반시스템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행동 규칙을 미
리 구축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구축하지 않은 상황
에 대해서는 모의가 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이성기는 ‘자율지능형 컴퓨터 가상객체 기술의 국
방 M&S 적용현황 및 활용방안’에서 기존 국방
M&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GF의 기능은 대부분
스크립트 기반의 단순한 에이전트 수준이고 다양한
모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규모의 시뮬레이
션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기계학습, 인식모델
링, 분산병렬컴퓨팅, 실시간 네트워킹 등의 공학적
이론뿐 아니라 심리학과 인간 행동 패턴 연구 분야
와 같은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6].
최대희는 ‘워게임에서 가상군의 자율적 행위를 위
한 자동계획 기법’에서 임무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과업을 계획한 후 각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
위를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과업과 행위는 계층적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개시조
건과 완료를 확인하는 종료조건을 포함하였다. 가상
군은 계획된 과업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위
들의 개시조건이 일정값 이상으로 만족되는지 체크
하고 만족되면 행위를 수행한다. 이 행위는 종료조
건이 만족될 때까지 지속되며, 종료조건이 만족된

경우 계획된 다음 행위에 대하여 개시조건을 체크하
여 행위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정성훈은 ‘워게임에서 가상군의 목표지향행위계획
및 재계획 방법’에서 가상군이 실제 군인과 유사하
게 행동하기 위해서 목표지향행위를 계획하고 상황
이나 환경이 변화하면 이를 위해 기존의 계층적 행
위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군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시조건과
종료조건에 퍼지개념을 도입하였다.
Jan Joris Roessingh는 가상군이 종종 인공지능
을 포함하지만 행동 생성 능력과 적응능력이 부족하
며, 이 문제를 머신러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
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였다[9].
조준호는 ‘SAF의 행위 자동계획 기법에 관한 연
구’에서 SAF의 행위 자동계획을 위하여 STRIPS 기
반 계획 기법과 HTN 기반 계획 기법을 혼합하여
설계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가상군 모의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심화된 연
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들을 연구개발해야 하고 도
메인 전문가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가상군의 행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위를 모델링하고 실험할 수 있
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진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합동 M&S 발
전방안’에서 연습 간 게이머 증원에 대한 비용 및
교육 소요가 과다하며 AI 기술을 이용한 게이머 최
소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딥러닝(Deep Learning)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하나인 인공신경망이 발전
된 형태의 인공지능이다. 다층 퍼셉트론을 통한 비
선형 문제의 해결, 역전파(Back Propagation) 알고
리즘을 통한 학습,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신경망
의 층수 확대, 최적화 과정에서의 학습 효율성을 개
선한 경사감소법(Gradient Descent Algorithm)의 고
도화, 경사감소소멸(Vanishing Gradient Descent) 문
제에 대응한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의 개
선, 과적합(Overfitting)을 막기 위한 규제화(Regulation)
기법 개발 등 신경망 모델과 학습 알고리즘이 지속
적으로 향상되면서 딥러닝이라고 불리게 되었다[12],
[13]. 통상 딥러닝은 신경망의 층이 2∼3개 이상인
것을 통칭하며, 10개 이상이면 아주 깊은 학습(Very
Deep Learning)이라고 한다. 딥러닝에서 깊이, 층의
개수는 은닉층(Hidden Layer) 개수를 의미한다. 또
한 뉴런에 해당하는 신경망 계층의 노드와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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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수도 많아야 한다[14].
딥러닝 모델로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복수 개의 은닉층(hidden layer)들로 이뤄진
인공신경망을 의미하며,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구조
이다[16].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
work, CNN)은 하나 이상의 합성곱 계층과 그 위에
완전히 연결된 신경망 계층으로 구성된다. 필터를
이동시켜 특성을 찾아내며, 영상 및 음성 분야에서 탁
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7].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은닉층의 노드가 방향을
가진 edge로 연결돼 순환구조를 이루는(Directed
cycle) 인공신경망의 종류이다[18]. 다양하고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주로 시계열데이터
분석에 사용된다. LSTM(Long Short Term Memory)
은 RNN의 단점인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발전
된 형태의 RNN이다[19]. LSTM은 RNN의 은닉층을
3개 gate(Input, Output, Forget)의 Memory Block으
로 대체한 구조로서, 장기적인 기억을 위해 선택적
으로 정보가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연구 설계
3-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결과 데이터를 창조
21에 입력하여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3-2. 연구 진행순서 및 연구 범위

(그림 2) 연구 진행순서

본 연구의 진행순서는 그림 2와 같다. 사·군단
전투지휘훈련,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작전계획 모의
분석으로부터 실시간 청군, 대항군의 위치 좌표와
전투력 데이터와 같이 기획득된 학습데이터를 수집
하는 데이터 수집 단계,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이 잘
되도록 수집 데이터의 구조 및 값을 변환하는 데이
터 전처리 단계, 각 변수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통
계, 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 여부 등을 분석하는 데
이터 분석 단계, 전처리한 데이터를 DNN으로 학습
시키는 데이터 학습 단계, 학습데이터와 검증데이터
를 활용하여 성능을 평가하는 평가 단계를 거친다.
연구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연구 대상은 대항군
전방 사단의 1제대 연대의 기동부대로 한정하며, 연
구 결과에 따라 연구 대상을 2제대 연대, 2제대 사
단, 군단 기동부대까지 확대한다. 또한 연구할 전투
국면은 전투시간 흐름에 따라 GP 및 GOP 전투국면
을 연구하며, FEBA 선단 전투국면, FEBA 종심 전
투국면까지 확장한다. 이를 통해 전투시간 흐름에
따라 대항군 기동부대별 위치 좌표를 예측하고 창조
21에 입력함으로써 완전자동화 대항군을 구현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는 크게 학습
데이터 수집, 학습, 실행으로 구분되며 그림 1과 같
다. 게이머가 입력한 실시간 청군, 대항군의 위치 좌
표와 전투력을 학습데이터로 수집하며, DNN으로 학
습한다. 그리고 학습 결과 데이터는 다시 게임엔진
에 입력되어 실행한다.
개발환경은 육군 지상전 모델인 창조21에서 개발
하고 학습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을 활용한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이
유는 창조21에는 학습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충분하

본 논문에서는 워게임 모의모델을 활용한 기존
사·군단 전투지휘훈련,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사·군
단 작전계획 모의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 기
반의 워게임 모의모델 완전자동화 대항군을 구현하
기 위해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연구 진행순서와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었
던 기존 전투데이터 활용 측면과 워게임 모의모델
완전자동화군 구현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 뱡향은 본 논문에서 제시
한 시스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평가까지 연구 진행순서와 연구 범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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